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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에너지성능 분석
이도형1ㆍ김태연2ㆍ석진희3ㆍ변수영4*

1(주)네드 차세대 에너지 디자인 연구소 팀장, 2(주)네드 친환경계획 전략본부 대리, 
3(주)네드 친환경계획 1본부 대리, 4(주)네드 차세대 에너지 디자인 연구소 실장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of Multi-Unit 

Dwelling by Household Plan Using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Program
Lee, Do-Hyung1ㆍKim, Tae-Yeon2ㆍSeok, Jin-Hee3ㆍByun, Soo-Young4*

1Manager, Next Generation Energy Design Lab, NED, Seoul, Korea
2Assistant Manager, Eco-Friendly Plan Strategic Department, NED, Seoul, Korea
3Assistant Manager, Eco-Friendly Plan 1st Department, NED, Seoul, Korea
4General Manager, Next Generation Energy Design Lab, NED,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yun, Soo-Young, Tel: +82-2-5014-3503, E-mail: sybyun@nedlab.co.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variable 

conditions for each household type of multi-unit dwell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household type, primary energy consumption decreased as the exclusive area increased. 

However, 59㎡ type has a larger A/V ratio than 46㎡ type, indicating that energy consumption is 

higher.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insulation criteria, the reduction in primary energy 

consumption was significant when the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insulation, which is the insulation criteria in 2019, and the 2022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insulation was applied. The south-facing building orientation was the most 

advantageous, and as the number of floors increased, the A/V become smaller, and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decreased. Overall, primary energy consumption decreased due to reduced 

light power density, but in some sections,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rather because 

heating energy increases are greater than lighting energy decreases.

주요어 : 공동주택, 단위 세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소비량, 제로에너지 건축물

Keywords: Multi-unit dwelling, Unit household,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Zero energy building

서 론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평가 프로그램으로 ECO2가 

활용되고 있다. ISO 13790과 DIN V 18599 기반 평가방법으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of Multi-Unit Dwelling by Household Plan Using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Program

Journal of KIAEBS Vol. 15, No. 2, 2021 ∙ 201

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MOLIT, 2020a). 2021년 02월 23일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

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이외 건축물은 예비인증 686건, 본인증 26건이고, 주거용 건축물

은 예비인증 18건, 본인증 3건이다(KEA, 2020).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 이유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작으로 연면적 1,000 ㎡ 이상

의 공공기관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예비인증 현황으로 공

동주택은 ZEB 5등급 10건, ZEB 4등급 1건, ZEB 3등급 1건, ZEB 1등급 1건, 단독주택은 

ZEB 5등급 3건, ZEB 2등급 1건, ZEB 1등급 1건이다. 공동주택 중 ZEB 3등급 취득은 층수

가 3층, ZEB 1등급 취득의 경우 층수가 8층이다. NREL 보고서에 따르면 비주거 건축물 부문

에서 1층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중 약 88%, 2층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중 48%, 3층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중 12%, 4층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중 약 3%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Net Zero 

Energy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Griffith et al., 2007). 따라서 고층형태화가 

될수록 Net Zero Energy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로 에너지자립률 최소 20%이상(ZEB 5등급 기준)

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주거 건축물과 비교하면 건축면적에 비해 층수가 높아서 높은 등급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이 어렵다.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을 단위면

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분모 값인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의 최소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유사 연구의 문헌 고찰 

결과 Bay 수, 발코니 유무에 따른 에너지 분석(Kim, 2015), 타워형 공동주택의 세대 위치에 

따른 에너지 성능 분석(Sung and Kim, 2017), 공동주택 세대 위치, 건물 향에 따른 냉난방에

너지 소비 분석(Cho and Choi, 2018), 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설계요소에 대해 

2가지 대안별 에너지 소비 분석(Lee et al., 2018)이 선행되었고,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설계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세대 Type, 방위, 세대 위치, 단열 및 열원

설비 기준, 층수, 조명밀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추이 분석으로 2025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의무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1차 에너지소비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해석 프로그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ECO2를 

활용하였다. ECO2는 66개 지역에 대해 월별 평균 외기온도, 일사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

지 5대 요소인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로는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 1차에너지 소요량,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이 산출된다. 에너지 요구량은 

설비를 제외한 건축적 요소만 고려하여 건물에서 필요로하는 에너지양을 의미한다. 에너지 

소요량은 설비적 요소가 추가 고려되어 건물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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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에너지로 설비기기의 효율, 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1차에너

지 소요량은 에너지 소요량에서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을 고려한 것으로 에너지 소요량에서 환산계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되어 생산량이 발생되면 1차 에너지소비량에서 1차 에너지생산량을 제외한 값을 나타낸

다.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은 1차에너지 소요량에서 용도별 보정계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다. 분석 결과의 그래프 표현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TATISTICA 7을 활용하여 Whisker 

형식으로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값을 그래프 상에 표기하였고, 세대 형태별 본 연구에서 적용

한 각각의 변수별 조건 변화에 따른 1차 에너지소비량 범위를 분석하였다.

공동주택 평면 형태 선정

본 연구는 LH 표준평면 형태에서 Figure 1과 같이 16 ㎡ Type, 21 ㎡ Type, 29 ㎡ Type, 36 

㎡ Type, 46 ㎡ Type, 59 ㎡ Type, 84 ㎡ Type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9 ㎡ Type와 84 ㎡ 

Type을 제외한 평면 형태는 복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Household types to analyze

각 평면 형태의 외피정보는 Table 1과 같다. 16 ㎡ Type, 21 ㎡ Type, 29 ㎡ Type, 36 ㎡ 

Type, 46 ㎡ Type은 복도식 세대 평면 형태로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이 없는 반면 59 ㎡ Type

과 84 ㎡ Type은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한 창보다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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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elope area by plan type of multi-unit dwelling

16 ㎡ 

Type

(㎡)

21 ㎡ 

Type

(㎡)

29 ㎡ 

Type

(㎡)

36 ㎡ 

Type

(㎡)

46 ㎡ 

Type

(㎡)

59 ㎡ 

Type

(㎡)

84 ㎡ 

Type

(㎡)

Wall
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33.56 35.22 32.64 46.08 42.12 76.05 84.03

In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17.60 22.07 29.59 23.99 33.58 36.70 34.69

Window
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 - - - - 15.51 17.70

In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4.08 4.32 6.40 7.20 9.00 3.45 3.45

Door In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2.30 2.42 2.42 2.42 2.42 3.89 4.31

Roof 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20.27 25.80 33.93 41.03 51.88 91.46 117.26

Floor Direct exposure to the outside air 20.27 25.80 33.93 41.03 51.88 91.46 117.26

해석 변수 설정

변수 조건에 따라 공동주택 평면형태별 에너지 소비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난방이 적

용된 공동주택으로 세대 형태, 세대 위치, 방위, 단열기준, 층수, 조명밀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Figure 2와 같이 각 변수 조합에 따라 7,938번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2. Variable setting conditions for ECO2 simulation

LH 평가기준 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시에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대상 주택으로 2008년 단열수준을 나타낸다

(MOLIT, 2020b).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라인 단열기준은 LH 내부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설계된 단열기준이다(LH, 2019). 지역은 서울로 설정하였고 단열기준 별 구조체 

열성능 정보는 Table 2와 같다. 개별난방 설정 조건으로 LH 평가기준 단열 적용 주택은 84% 

효율의 가스보일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

라인 단열 적용 주택은 92% 효율의 콘덴싱보일러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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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insulation criteria (W/㎡K)

Category
LH evaluation 

criteria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Window
Direct to the outside 3.00 0.90 0.80

Indirect to the outside 4.30 1.50 1.20

External wall
Direct to the outside 0.47 0.17 0.15

Indirect to the outside 0.64 0.24 0.24

Top-floor roof
Direct to the outside 0.29 0.15 0.15

Indirect to the outside 0.41 0.21 0.15

Bottom floor

Direct to the 

outside

Floor heating 0.35 0.17 0.15

Not floor heating 0.41 - -

Indirect to the 

outside

Floor heating 0.52 0.24 0.15

Not floor heating 0.58 - -

Exterior door
Direct to the outside 3.00 1.40 0.80

Indirect to the outside 4.30 1.80 1.20

변수 조건별 에너지 분석 결과

세대 형태별 에너지 분석 결과

Figure 3은 세대 형태별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단열기준, 세대위치, 건물향, 층수, 조명

밀도)의 결과를 산점도 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증가할수록 1차 에너

지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59 ㎡ Type은 LH 평가기준 주택 단열이 적용된 

경우, 전용면적이 비교적 작은 세대 형태 대비 1차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 

세대위치는 중간세대, 층수는 35층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Table 3, Table 4와 같이 평

균 열관류율과 체적 대비 외피면적의 비율인 A/V비(Area to Volume Ratio)의 영향으로 판단

된다. 평균 열관류율과 A/V비는 낮을수록 에너지 측면에서 성능이 좋음을 의미하는데 59 ㎡ 

Type에 LH 평가기준 주택 단열이 적용된 경우, 평균 열관류율은 46 ㎡ Type보다 낮은 것을 

나타냈지만, A/V비는 모든 세대 형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체적 대비 손실되

는 외피면적이 커지는 원인으로 46 ㎡ Type보다 1차 에너지소비량이 더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단열과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라

인의 단열이 적용되면 46 ㎡ Type보다 평균 열관류율이 낮아지게 되어 1차 에너지소비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4 ㎡ Type은 59 ㎡ Type에 비해 평균 열관류율은 높고, A/V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1차 에너지소비량이 84 ㎡ Type이 더 낮게 분석된 것은 A/V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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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alysis results by household type

Table 3. Average U-value (based on middle household, 35 floors)

Household 

type

LH evaluation 

criteria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Average U-value

[ W/㎡K]

Average U-value

[ W/㎡K]

Ratio of change 

to insulation of 

LH evaluation 

criteria housing

Average U-value

[ W/㎡K]

Ratio of change 

to insulation of 

LH evaluation 

criteria housing

16 ㎡ Type 1.136 0.367 209.8% 0.351 223.8%

21 ㎡ Type 1.108 0.357 210.7% 0.343 222.6%

29 ㎡ Type 1.184 0.372 217.9% 0.364 225.5%

36 ㎡ Type 1.239 0.386 220.9% 0.378 227.4%

46 ㎡ Type 1.152 0.360 220.5% 0.355 224.2%

59 ㎡ Type 1.042 0.341 205.4% 0.311 235.0%

84 ㎡ Type 1.088 0.355 206.3% 0.322 237.4%

Table 4. A/V ratio (based on middle household, 35 floors)

Household type
Volume

[㎥]

Envelope area

[㎡]
A/V ratio

16 ㎡ Type 1,597.71 885.79 0.55

21 ㎡ Type 2,066.24 1,059.6 0.51

29 ㎡ Type 2,805.89 1,243.86 0.44

36 ㎡ Type 3,454.35 1,260.16 0.36

46 ㎡ Type 4,422.51 1,678.76 0.38

59 ㎡ Type 5,575.50 3,524.02 0.63

84 ㎡ Type 7,938.00 3,739.42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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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별 에너지 분석 결과

세대 형태별로 단열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Figure 4와 같이 LH 평가기준 주택 단열 대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단열과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 1차 에너지소비량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세대 형태별로 LH 평가기준 주

택 단열 대비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단열을 적용한 경우는 59 ㎡ Type이 47.65%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고, 46 ㎡ Type

이 40.69%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라인 단열을 적용

한 경우는 16 ㎡ Type이 52.4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고, 46 ㎡ Type이 45.40%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단열기준 변화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한 구조체가 외기에 간접 면한 

구조체보다 열성능 향상률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복도식 공동주택 평면 형태 중 전용면적이 

가장 큰 46 ㎡ Type이 외기 간접 면한 구조체의 면적이 가장 큼으로 강화된 단열기준을 적용

해도 감소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단열에서 

59 ㎡ Type이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것은 A/V비가 가장 크고,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

이드라인 단열에서 16 ㎡ Type이 복도식 공동주택 중 A/V비가 가장 크고 평균열관류율 개선 

비율이 가장 큼으로 외피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도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ure 4.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insulation criteria for each househol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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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위치별 에너지 분석 결과

세대 위치에 따른 분석 결과, Figure 5와 같이 16 ㎡ Type과 21 ㎡ Type은 우측 측벽세대가 

1차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크고, 그 외는 좌측 측벽세대에서 1차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5, Table 6과 같이 35층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16 ㎡ Type과 21 ㎡ 

Type은 좌측 측벽세대가 우측 측벽세대 대비 A/V 비가 더 낮고, 외피면적이 더 작기 때문이

다. 29 ㎡ Type, 36 ㎡ Type, 46 ㎡ Type, 59 ㎡ Type, 84 ㎡ Type은 좌측 측벽세대가 우측 측

벽세대 대비 A/V 비가 더 높고, 외피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

된다. 각 세대 형태별로 중간세대 대비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측 측벽

세대로 변경한 경우는 16 ㎡ Type이 13.2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84 ㎡ Type이 

4.87%로 가장 작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좌측 측벽세대로 변경한 경우는 36 ㎡ Type이 

11.2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59 ㎡ Type이 5.80%로 가장 작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Figure 5.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household location for each household type

Table 5. Comparison of left and right side wall household A/V ratio by household type (based 

on 35 floors)

Household type
A/V ratio

Left side wall household Right side wall household

16 ㎡ Type 0.89 0.96

21 ㎡ Type 0.79 0.84

29 ㎡ Type 0.67 0.63

36 ㎡ Type 0.61 0.58

46 ㎡ Type 0.56 0.53

59 ㎡ Type 0.76 0.75

84 ㎡ Type 0.58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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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left and right side wall household envelope area by household type 

(based on 35 floors)

Household type
Envelope area [㎡]

Left side wall household Right side wall household

16 ㎡ Type 1,418.14 1,528.39

21 ㎡ Type 1,623.45 1,728.45

29 ㎡ Type 1,867.56 1,762.56

36 ㎡ Type 2,120.11 2,013.01

46 ㎡ Type 2,468.36 2,363.36

59 ㎡ Type 4,248.52 4,182.37

84 ㎡ Type 4,588.87 4,454.47

방위별 에너지 분석 결과

방위는 남향, 남동향, 남서향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모든 세대 형태

에서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은 남향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남동향, 남서향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 형태별 남향 기준 대비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동향으로 변경한 

경우는 59 ㎡ Type이 1.8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36 ㎡ Type이 0.53%로 가장 작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남서향으로 변경한 경우는 84 ㎡ Type이 2.5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

타냈고, 16 ㎡ Type이 0.71%로 가장 작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지역 수직면 일사량을 비

교하면 남측면이 106.58 W/㎡, 남동측면이 103.83 W/㎡, 남서측면이 96.36 W/㎡으로 방위

별 일사량 차이로 인해 난방에너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building orientation for each household type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of Multi-Unit Dwelling by Household Plan Using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Program

Journal of KIAEBS Vol. 15, No. 2, 2021 ∙ 209

층수별 에너지 분석 결과

층수는 5층~35층으로 5개층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ure 7과 같고, 층수가 

증가할수록 1차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수가 증가하면 A/V비가 감

소하여 1차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 형태가 5층에서 10층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30층에서 35층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가장 작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5층에서 35층으로 변화할 경우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84 ㎡ 

Type이 7.33%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고, 21 ㎡ Type이 3.79%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나

타냈다. 5층에서 10층으로 변화할 경우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84 ㎡ Type이 4.27%

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고, 21 ㎡ Type이 2.17%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Figure 7.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number of floors for each household type

조명밀도별 에너지 분석 결과

조명밀도는 10 W/㎡~5 W/㎡으로 1 W/㎡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ure 8과 같

다. 16 ㎡ Type, 21 ㎡ Type, 29 ㎡ Type은 8 W/㎡에서 7 W/㎡, 39㎡ Type은 10 W/㎡에서 9 W/

㎡, 46 ㎡ Type, 59 ㎡ Type은 6 W/㎡에서 5 W/㎡, 84Type은 7 W/㎡에서 6 W/㎡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조명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Table 

7과 같이 1차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했다. 이는 16 ㎡ Type과 21 ㎡ Type을 예로 

Table 7 및 Table 8과 같이 실내 발열요소인 조명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조명에너지는 감소하지만 

난방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조명에너지의 감소폭보다 난방에너지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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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light power density for each household type

Table 7. Light power density change section review

Household 

type

Building 

orientation

Household 

location
Insulation criteria

Number of 

floors

Light power 

density change 

section

16 ㎡ 

Type

South 

facing

Right side wall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floor

6 W/㎡ (①-1)

→ 5 W/㎡ (①-2)

South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floor

8 W/㎡ (②-1)

→ 7 W/㎡ (②-2)

21 ㎡ 

Type

South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floor

7 W/㎡ (③-1)

→ 6 W/㎡ (③-2)

29 ㎡ 

Type

South 

facing

Left side wall 

household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5th ~ 35th 

floor

8 W/㎡

→ 7 W/㎡

South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 35th 

floor

7 W/㎡

→ 6 W/㎡

South-east 

facing

Left side wall 

household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5th floor
10 W/㎡

→ 9 W/㎡

South-east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 35th 

floor

9 W/㎡

→ 8 W/㎡

South-west 

facing

Left side wall 

household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5th ~ 35th 

floor

7 W/㎡

→ 6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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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ght power density change section review (Continue)

Household 

type

Building 

orientation

Household 

location
Insulation criteria

Number of 

floors

Light power 

density change 

section

36 ㎡ 

Type

South 

facing

Left side wall 

household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5th ~ 35th 

floor

7 W/㎡

→ 6 W/㎡

South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 35th 

floor

8 W/㎡

→ 7 W/㎡

South-east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5th ~ 35th 

floor

9 W/㎡

→ 8 W/㎡

46 ㎡ 

Type

South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10th ~ 35th 

floor

8 W/㎡

→ 7 W/㎡

South-east 

facing

Middle 

household

LH zero energy passive 

guidelines

10th ~ 35th 

floor

9 W/㎡

→ 8 W/㎡

Table 8. Review of changes in primary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changes in light 

power density [kWh/㎡·yr]

Household 

type
Number Heating

Domestic hot 

water
Lighting Ventilation Total

16 ㎡ Type

①-1 228.2 37.3 30.1 10.8 306.4

①-2 239.2 (↑) 37.3 25.1 (↓) 10.8 312.4 (↑)

②-1 188.0 37.3 40.2 10.8 276.3

②-2 194.7 (↑) 37.3 35.1 (↓) 10.8 277.9 (↑)

21 ㎡ Type
③-1 156.4 37.3 35.1 10.8 239.6

③-2 161.8 (↑) 37.3 30.1 (↓) 10.8 240.0 (↑)

결 론

본 연구는 ECO2를 활용하여 개별난방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세대 형태, 방위, 세대 위치, 

단열 및 열원설비 기준, 층수, 조명밀도를 변수로 에너지 추이를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에너

지자립률 확보를 위해 1차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해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

다. 타 건물에 비해 비교적 고층건물인 공동주택은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워 특히 1차 에

너지소비량의 최소화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소비량 최소화를 위해 첫 번째

는 세대 평면형태의 요철부위 최소화로 A/V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체적대비 외피

면적이 커지면 열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단열의 지양이다. 복도식 공동주

택 평면인 16, 21, 29, 36, 46 ㎡ Type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단열에서 LH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라인 단열로 변경함에 따라 1차 에너지소비량이 평균 7.25~9.65% 

만큼 절감되지만 계단식 공동주택 평면인 59, 84 ㎡ Type은 평균 4.57~4.96%만큼 절감되어 

복도식에 비해 비교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방위는 최대한 남향 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세대를 남동향 혹은 남서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1차 에너지소비량 감

소율이 작은 평면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 남향에서 남동향으로 변경하면 36 ㎡ Type, 남서향

으로 변경하면 16 ㎡ Type을 우선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번째로 층수는 증가함에 따

라 A/V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1차 에너지소비량도 감소한다.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클수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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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에너지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것을 감안하여 고층 계획 시에 전용면적이 큰 형태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조명밀도는 16, 21, 29 ㎡ Type은 8 W/㎡에서 7 

W/㎡, 39 ㎡ Type은 10 W/㎡에서 9 W/㎡, 46, 59 ㎡ Type은 6 W/㎡에서 5 W/㎡, 84Type은 

7 W/㎡에서 6 W/㎡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평균 1차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

다. 하지만 조명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조명에너지 감소보다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난방에

너지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명밀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중간세대와는 달리 좌측 및 우측 측벽세대는 측벽이 존재함에 따라 외피면적이 중간

세대 대비 증가하여, 평균열관류율과 A/V비도 비교적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냉방을 위해 스탠드형 에

어컨과 같은 개별에어컨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되어 대부분의 공동주택 평가는 도서에 냉

방시스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냉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도 냉방을 제외하

고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다. 향후 연구로 EHP 시스템이 적용된 사

례를 참고하여 냉방을 포함하여 평가 시 에너지사용량 추이 분석과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변

수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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